
1. 서 론   

현장타설 말뚝(Cast-in-place pile)은 지반을 먼저 굴

착한 후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지중에서 양

생 제작하는 콘크리트 말뚝이다. 현재 토목 및 건축

구조물이 형화되고 큰 지지력을 요구하는 말뚝 사

용이 늘어나는 추세로, 현장타설 말뚝공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현장타설 말뚝 시공 시 슬라임(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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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 모래, 실트 등)이 일정시간 동안 굴착선단부에 

쌓이게 되어 선단지지력이 저하되고 콘크리트의 강도

가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계획레벨 이상 타설하고 양생 후 슬라임

이 쌓여있는 말뚝 두부를 제거한다. 말뚝 두부를 제

거하는 방법으로는 유압햄머 크러셔 등을 이용한 기

계적 처리방법과 인력에 의한 핸드브레이커나 햄머작

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그림 1.). 현재 사용되는 방법

은 비교적 장시간 동안 수행되어 분진, 진동, 소음 등 

환경부하가 발생하고 공기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

로 비경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말뚝 내부에 삽입된 도폭선과 수평

분리판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말뚝 두부를 

Abstract The method to remove the head of the cast-in-place pile using the detonating cord and horizontal 
separation plate was proposed in this paper. Plain concrete block was fabricated. Through the blasting test 
of the concrete block, the charge weight and the burden required for cutting the pile head were identified. 
The degree of damage of concrete blocks after cutting the head was checked using AUTODYN 2D.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it was found that the concrete block was cut using the 10 g/m detonating cord 
and horizontal separation plate, and the directional cutting of the block using the horizontal separation 
plate and the block damage caused by the detonating cord were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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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도폭선과 수평분리판을 이용한 현장타설 말뚝 두부를 제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무근 콘크리트 블록을 

제작하였고, 콘크리트 블록 발파실험을 통하여 말뚝 두부 절단에 필요한 도폭선 약량과 최소저항선을 확인하였

다. AUTODYN 2D를 이용하여 두부 절단 후 콘크리트 블록의 손상 정도를 확인하였다. 실험결과 10g/m 도폭선과 

수평분리판을 이용한 콘크리트 블록 절단을 확인하였고, 수평분리판을 사용하여 블록의 방향성 절단과 도폭선에 

의한 블록 손상이 저감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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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콘크

리트 블록 실험을 통한 도폭선의 배열 위치(최소저항

선)와 적정 도폭선 약량을 확인하였다. 둘째, 발파 후 

남은 콘크리트 블록의 손상 정도를 AUTODYN 2D

를 이용하여 수치해석적으로 확인하였다.

2. 콘크리트 블록 제작 및 실험조건

그림 2와 같이 가로, 세로, 높이 60cm의 정육면체 

무근 콘크리트 블록 4개를 제작하였으며, 28일 이상 

양생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두 종류의 도폭선(10g/m, 

20g/m)을 각각 1.35m씩 사용하였고, 콘크리트의 용이

한 절단과 말뚝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절단면

과 수평으로 삽입된 판을 수평분리판으로 명명하였다. 

수평분리판은 3mm 철판을 사용하였고, 사용 유무에 

따른 콘크리트 블록의 파쇄 양상을 비교하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3면으로 제작하였다. 튜브에 삽입한 

도폭선은 테이프를 사용하여 수평분리판 위에 고정하

였고 콘크리트 타설 시 같이 매립하였다.

3. 콘크리트 블록 실험

3.1 최소저항선 확인 실험

말뚝 내부에 도폭선을 삽입할 때 최소저항선을 확

인하기 위하여 그림 3(a)와 같이 상부 7cm, 하부 

14cm 이격된 상태로 바닥면에서 10cm 떨어진 지점까

지 비스듬히 매설하였다(경사각 약 83̊). 10g/m, 20g/m 

2종류의 도폭선을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 20g/m 의 

경우 블록이 완파되어 과장약으로 판단하고 10g/m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실험결과 그림 3(e)와 같이 수

a. 콘크리트 절단기

(LBT) 

b. 두부정리 자동화장비

(Mantovanibenne)

c. 콘크리트 파일 크러셔

(Mitsubishi)

d. 크러셔

(HARDOX) 

그림 1. 말뚝 두부의 기계적 처리방법

a. 도폭선 + 튜브

    

b. 도폭선 위치도

    

c. 수평분리판 + 도폭선

d. 수평분리판 매설 e. 콘크리트 블록

  그림 2. 콘크리트 블록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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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길이 20cm 부근에서 블록이 파괴되었고, 블록 내부 

길이는 약 9.3cm 로 측정되어 최소저항선을 10cm로 

설정하였다(그림 3(f)).

3.2 수평분리판이 매설된 콘크리트 블록 절단 실험

실험 조건은 표 1과 같이 2종류의 도폭선(10g/m, 

20g/m)을 각각 1.35m씩 사용하여 총 2회의 발파 실험

을 진행하였다. 본 방법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말뚝이 양생 된 후 도폭선을 삽입할 수 있는 방법으

로 금속와이어가 삽입된 호스를 수평분리판에 고정하

여 매설한 후 두부 제거 작업 시 와이어 끝에 도폭선

을 연결하고 잡아당겨 말뚝 두부 내부로 도폭선을 삽

입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20g/m의 도폭선을 튜브 

내부에 삽입하고 블록 절단 실험을 진행하였다(실험 

No 2). 실험결과 도폭선(20g/m) 27g을 사용한 경우 

그림 4.(b)와 같이 블록 손상이 심하게 나타나 과장약

으로 판단하고 도폭선(10g/m) 약량 13.5g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결과 그림 4.(d)와 같이 수평

분리판이 위치한 면에서 부재가 절단되었음을 확인하

였다. 또한 수평분리판 사용 유무에 따른 파단면 비

교 결과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시료의 크기

가 작아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a. 도폭선 매립 설계도

 

b. 시료 제작

 

c. 도폭선이 삽입된 블록

d. 발파 후 블록 모습

 

e. 파쇄 깊이 측정

 

f. 최소저항선 확인

그림 3. 최소저항선 확인 실험

실험 

No.

도폭선 종류(g/m), 

약량 (g)

도폭선 

매설방법

튜브 직경 

(mm)

1 10 / 13.5 일반매설 -

2 20 / 27 튜브 내부 매설 8

표 1. 블록 절단 실험 조건

a. 시료(1) 실험 전 b. 시료(1) 실험 후

c. 시료(2) 실험 전 d. 시료(2) 실험 후

그림 4. 콘크리트 블록 절단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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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분리판 선단(5cm) 부근에서 블록의 손상이 발생

하였다. 다음 4장 수치해석을 통하여 블록 절단 실험

에 사용한 수평분리판과 길이를 늘려 블록 선단에 맞

춰 설치한 경우를 비교하였다.

4. AUTODYN-2D를 이용한 수치해석

AUTODYN-2D를 이용하여 도폭선이 기폭 할 때 

발생하는 폭발압력이 콘크리트 블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평분리판의 폭발압력 차단 효과

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평분리판을 기준으로 상부와 

하부에 게이지를 설치하여 최  폭발압력과 최  

폭발속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수평분리판 길이가 변

화할 때 블록 선단부에 작용하는 폭발압력과 폭발속

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블록 양 끝에 게이지를 설치하

였다.

4.1 수치해석 설계

해석(1)은 블록 절단 실험과 동일하게 설계하였고, 

해석(2)는 수평분리판 폭을 왼쪽은 10cm, 오른쪽은 블

록 선단까지 늘려서 15cm로 설계하였다. 

(a) 수치해석(1) (b) 수치해석(2)

그림 5. 수치해석 설계

4.2 적용물성

Ridel (Riedel et al., 1999)에 의해 정립된 RHT 

(Reidel-Hermaier-Thoma) 콘크리트 모델은 일반적인 

취성재료를 분석하기 위한 모델로 AUTODYN, 

LS-DYNA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암석과 같은 취성재

료의 물성 모델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동적하중을 

받는 콘크리트 모델링에 유용하며, 암석이나 세라믹 

등 콘크리트 이외의 암석과 같은 취성재료 모델링에 

사용된다. RHT model은 다공성 콘크리트 모델의 압

력에 의한 거동을 해결하기 위해 Hermann(1969)이 

제시한 식 (1)과 같은   상태방정식을 사용한다.

             




 (1)

여기서, 는 공극률, 는 부피, 는 밀도 이다.

AUTODYN은 zero pressure 상태에서의 서로 다른 

내부 고체밀도와 공극밀도의 값을 제공하여 내부 공

극률을 계산하여 해석에 사용한다. RHT concrete의 

파괴면 식 (2)와 같이 압력 경화, 변형률 경화, 변형률 

속도 경화, 손상에 따른 변형률 연화 및 전단강도의 

감소의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

    ×  ×  ×  (2)

여기서, 는 등가응력, 은 인장, 압축 상태에 

따른 기준면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한 항이며, 
는 식(3)과 같다.

            
 (3)

여기서, 는 공시체의 압축강도, 와 은 각각 

파단면을 정의하기 위한 상수와 지수, 와 
 은 

압축강도에 의해 정규화된 압력과 동적파괴강도이다. 

는 변형률속도의 계수이다. RHT concrete 모델

에서 손상은 소성변형률의 축적에 의해 발생하며, 다

음 식 (4)와 (5)로 정의 된다.

          



∆ (4)

         
   


 

 (5)

여기서, , 는 재료상수로 압력의 함수로 표현

되는 재료 고유의 파괴변형률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

된다. 손상은 재료에 변형률 연화 및 전단강도의 감

소를 유발한다. 파단면 및 전단강도는 다음 식(6)과 

(7)에 의해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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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min  × (7)

여기서, 와 은 각각 압력에 따른 잔류 강도면

을 정의하기 위한 상수와 지수이며, SFMAX는 Max 

fracture strength ratio로 잔류강도면의 한계를 설정하

기 위한 파단면과의 비를 나타낸다. 아직까지 RHT 

concrete 모델의 매개변수를 결정하기 위한 실험은 압

축강도 35MPa와 140MPa에 해서만 수행되어, 현재 

두 가지 강도의 콘크리트에 한 매개변수가 제안되

고 있다. 본 해석에는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35MPa인 

모델(Riedel et al., 1999)을 사용하였고, 해석에 사용

한 물성은 표 2와 같다.

해석에 사용된 폭약은 PETN를 사용하였고, 높은 

팽창성을 가진 거동해석에 사용되는 JWL (Jones - 

Wilkins-Lee) 상태방정식을 사용하였다. JWL 상태방

정식은 식 (8)과 같이 폭발 물질을 나타내기 위해 사

용되는 경험식이다. 

  
 

 




 

 



  (8)

여기서, 는 밀도, 는 기준밀도,   , 는 

단위 질량 당 내부에너지, ,  , , , 는 경험

적으로 파생된 상수이다. 해석에 사용된 PETN의 

JWL 계수와 C-J 특성 값은 Table 3과 같다(Sanchidrián 

et al., 2015).

A(GPa) B(GPa) R1 R2 

61.705 1.6926 4.4 1.2 0.25

표 3. PETN의 JWL 계수와 C-J 특성 값

본 해석에 사용된 철판의 탄소성 해석과 동적 거

동을 모사할 수 있는 JC(Johnson-Cook) 재료모델을 

사용하였으며, JC 구성방정식에서 인장강도 는 식 

(9)와 같이 표현된다.

       ln  (9)

    여기서,   



식 (9)에서, A, B, C, m, n 은 재료 상수이며, 는 

유효소성변형률 이며, 는 변형률 속도이다. 구성방

매개변수 값 매개변수 값

Reference density 2.75(g/cm3) Shear modulus, G 1.670×104(MPa)

Porous density 2.52(g/cm3) Compressive strength, fc 35.0(MPa)

Porous sound speed 2.92×103(m/s) Tensile strength/Compressive strength, ft / fc 0.100

Initial compaction pressure 23.3(MPa) Shear strength/Compressive strength, fs / fc 0.180

Solid compaction pressure 6.000×103(MPa) Intact failure surface constant, A 1.600

Compaction exponent 3.000 Intact failure surface exponent, N 0.610

Bulk modulus, A1 3.527×104(MPa) Tens./Comp. meridian ratio, Q2,0 6.805×10-1

Parameter, A2 3.958×104(MPa) Brittle to ductile transition, BQ 1.050×10-2

Parameter, A3 9.040×102(MPa) Elastic shear modulus 16.7(GPa)

Parameter, B0 1.220 Elastic-plastic shear modulus 8.35(GPa)

Parameter, B1 1.220 Elastic strength / ft 0.700

Parameter, T1 3.527×104(MPa) Elastic strength / fc 0.530

Parameter, T2 0.000(MPa) Fractured strength constant, B 1.600

Reference temperature 300(K) Fractured strength exponent, M 0.610

Specific heat 6.540×102(J/kgK) Compressive strain rate exponent, α 3.2×10-3

Max. fracture strength ratio 1.000×1020 Compressive strain rate exponent, δ 3.6×10-2

표 2. RHT 모델 매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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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의 첫 번째 괄호는 재료의 소성변화에 한 변형

률 경화 효과를 나타내며, 두 번째 괄호는 변형률 속

도에 한 경화 효과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세 번

째 괄호는 열적연화현상을 나타내며, 본 해석에서는 

열적연화현상은 무시하였다. 강철판에 적용된 재료모

델은 앞서 기술한 JC 모델로서, 적용된 재료모델의 

입력 물성은 아래의 표 4와 같다.

재료 밀도 탄성계수 포아송비 A

Steel 7890kg/m3 207GPa 0.29 175MPa

B C n m

380MPa 0.06 0.32 0.55

표 4. Johnson-Cook 재료 모델의 입력물성

4.3 해석조건

그림 6은 수치해석에 사용된 모델이며, Euler-Lagrange 

2D solver를 적용하였다. 해석에 사용한 폭약의 약경

은 도폭선의 직경인 4.2mm를 사용하였다. 고체와 

유체가 함께 포함된 형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경

우, 고체 부분에는 Lagrange solver를 적용하고, 기체, 

유체 그리고 변형을 갖는 고체에는 Euler solve를 

적용하여 여러 가지 물리 현상이 복합된 Multi-physics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해석에 사용한 폭약 부분은 

Euler mesh를 이용하였고, 콘크리트 블록과 철판의 

경우 Lagrange mesh를 이용하여 모형화하였다. 콘크

리트 블록의 외부 경계는 자유면으로 모사하였다. 콘

크리트 블록 외부 경계와 자유면 사이에는 공간경계

에서의 반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AUTODYN 

Eulerian 코드에서는 flow out 경계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해석에서 콘크리트 블록 주위의 경계면은 무한

한 유동흐름을 위해 flow out 경계조건으로 설정하였

다. 발파 후 폭발속도 및 폭발압력을 측정하기 위하

여 폭원에서 상하 20mm 떨어진 지점과 블록 양쪽 끝

에 게이지를 설치하였다(그림 6).

4.4 수치해석 결과

(a) 해석(1)

폭발 압력은 폭원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전파되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평분리판을 설치한 아

래 구간에 도달할 때 반사인장파가 발생하였다(그림 

7). 이는 수평분리판과 콘크리트 블록사이의 공간이 

자유면 역할을 하여 임피던스 차이에 의해 반사인장

파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평분리판을 기

준으로 도폭선이 위치한 상부방향으로 균열이 15cm 

이상 전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수평분리

판 하부방향으로 발생한 균열은 약 7cm 미만으로 상

부 방향에 비해 전파 길이가 줄어들었다. 수평분리판

을 기준으로 하부면이 상부면에 비해 폭발압력은 약 

30%, 폭발속도는 약 20%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수평분리판이 콘크리트 블록에 직접 작용하는 균열전

파를 감쇠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b) 해석(2)

수평분리판 폭이 15cm로 블록 선단까지 길어진 경

우 기존 10cm에 비해 선단에서 폭발압력이 약 17% 

감소된 반면, 폭발속도는 약 8% 증가되었다.

콘크리트 블록 중앙부의 경우 본 논문의 블록실험

과 수치해석에서 적용한 콘크리트 폭 60cm일 경우 

파단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블록의 크기가 커져

(a) 수치해석(1) 센서설치

   

(b) 수치해석(2) 센서설치

   그림 6. 수치해석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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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도폭선과의 거리가 멀어질 경우, 고른 파단면을 

얻기 위하여 도폭선을 2열 또는 3열로 배열하여 시차

를 두고 기폭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게이지에서 측정한 폭발속도와 폭발압력의 시간이

력 곡선은 그림 8, 10과 같고, 게이지 1, 2에서 측정된 

최 폭발압력 및 최 폭발속도는 표 5, 6과 같다.

(a) 폭발압력 (b) 폭발속도

그림 8. 해석(1) 시간 이력 곡선

(a) 0.01ms

  

(b) 0.03ms

(c) 0.06ms

 

(d) 0.09ms

 

(e) 0.12ms

그림 7. 해석(1) 콘크리트 블록의 균열 전파

최 폭발압력(kPa) 최 폭발속도(m/s)

게이지 1 7.8028×105 183.25

게이지 2 5.3853×105 148.82

표 5. 해석(1) 최 폭발압력 및 폭발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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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01ms

  

(b) 0.03ms

(c) 0.06ms

 

(d) 0.09ms

 

(e) 0.12ms

그림 9. 해석(2) 콘크리트 블록의 균열 전파

(a) 폭발압력 (b) 폭발속도

그림 10. 해석(2) 시간 이력 곡선

최 폭발압력(kPa) 최 폭발속도(m/s)

게이지 1 5.7103×104 13.569

게이지 2 4.7178×104 14.699

표 6. 해석(2) 최 폭발압력 및 폭발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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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도폭선과 수평분리판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블록 

절단 실험을 진행하였고, 균열전파 및 폭발속도의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AUTODYN을 사용하여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콘크리트 블

록의 크기를 기준으로 도폭선은 10g/m를 사용할 때 

블록 절단을 확인하였고, 최소저항선은 10cm 미만으

로 확인되었다. 수평분리판이 부재 선단보다 짧을 때 

콘크리트 블록 선단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 수평분

리판을 부재 선단까지 늘려서 해석한 결과 부재 선단

에 작용하는 폭발압력이 감소하였다. 수치해석 결과 

수평분리판의 균열전파 차단 효과를 확인하였고, 폭

발압력은 약 30%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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